<헌혈 인식 조사 보고서 요약>
제1절. 헌혈 참여 실태 및 인식
1. 헌혈 참여 실태
¡ 헌혈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은 간헐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으며, 연 4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
헌혈자의 비율은 11.2%로 높지 않음
¡ 기 헌혈자 대부분은 일반 헌혈로 헌혈에 참여하였으며, 지정 헌혈 경험은 약 10%정도 수준임
지정헌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‘지인 등의 요청’이 가장 높았음
¡ 헌혈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헌혈 활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
한편, ‘간단한 건강 검진 결과를 알기 위해’, ‘캠페인 또는 주변 사람의 권유’로 헌혈을 하기도 함
¡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평소 헌혈에 관심이 있고, 지정 헌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
기 헌혈자의 71.8%는 향후에도 헌혈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

[그림1] 헌혈 참여 실태
[Base: 전체 응답자(N=1000)/기헌혈자(N=500), Unit: %]

2. 헌혈 경험 저해 요인
¡ 헌혈 비 경험자의 헌혈을 하지 않은 이유로 ‘헌혈 문진 탈락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외 ‘건강에
대한 우려’, ‘채혈 과정 후 불편함 및 부작용 우려’가 주요 이유로 언급됨
¡ 한편, 1회 헌혈 경험자가 헌혈을 지속하지 않은 이유 또한 ‘헌혈 문진 탈락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
‘헌혈 시간 부족’, ‘채혈 과정 후 불편함 및 부작용 우려’가 비 지속 이유로 나타남
¡ 헌혈 경험 저해 요인으로 ‘헌혈 장소 접근성’, ‘채혈 기관 불신’, ‘관심 부족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

[그림2] 헌혈 경험 저해 요인
[Base: 비헌혈자(N=500)/헌혈 1회 경험자(N=159), Unit: %]

3. 헌혈 관련 인식
¡ 헌혈 혈액 안정성에 대해 약 70%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‘사전에
혈액 검사를 철처히 하기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¡ 반면, 헌혈 혈액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‘감염병 및 코로나 감염 사례 우려’가 높은
것으로 나타남
¡ 헌혈에 대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는 헌혈을 하면 ‘질병에 감염’되거나 ‘빈혈’에 걸릴 것 같다는
응답이 높게 나타났음

¡ 한편, 헌혈에 대해 ‘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’, ‘헌혈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한다’,
‘헌혈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한다’는 인식은 높게 형성되어 있음

[그림3] 헌혈 관련 인식
[Base: 전체 응답자(N=1000), Unit: %]

제2절. 헌혈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
1. 헌혈 증진 사업 인지도 및 필요성/영향력
¡ 헌혈 증진사업 인지도는 ‘헌혈 홍보 캠페인’(63.0%)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
‘다회 헌혈자 문화행사 및 감사 선물 증정’(38.4%), ‘생애 첫 헌혈 증진사업’(25.9%)순임
¡ 헌혈 증진 사업 중 필요도 및 헌혈 참여에 영향력이 높은 사업 또한
‘다회 헌혈자 문화행사 및 감사 선물 증정’, ‘생애 첫 헌혈 증진 사업’, ‘헌혈 홍보 캠페인’이 높게 인식됨

[그림4] 헌혈 증진사업 관련
[Base: 전체 응답자(N=1000), Unit: %]

2.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반응
¡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‘공공시설/지자체/민간시설 이용료 감면’ 사업 및 ‘지역 상품권’ 증정 사업,
‘다회 헌혈자 수상’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
¡ 헌혈 기념품 제공 필요도는 79.7%로 높으며, 기념품 개선 시 헌혈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또한
78.8%로 높게 나타났음
¡ 기헌혈자의 과반 수 이상 최근 헌혈 후 ‘문화’(52.0%) 관련 기념품을 받았으며, 그 다음으로
‘식품’(26.0%), ‘기부권’(13.2%) 관련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응답됨
¡ 기념품 수령자의 2/3는 받은 기념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, 기념품 종류 다양성에 대한
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
¡ 향후 새로운 헌혈 기념품으로는 ‘필수검사 항목에 추가로 무료 건강 검진 또는 의료비 지원’, ‘지역 화폐
적립’ 등 의료지원 및 금전적 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

[그림5] 헌혈자 예우 증진 및 기념품 사업 반응
[Base:전체 응답자(N=1000)/헌혈 기념품 수령자(N=498), Unit: %]

3.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자 증서 및 헌혈 앱 반응
¡ 기헌혈자 중 약 1/3은 헌혈 증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, 헌혈 증서 미보관자의 과반수 이상 ‘분실 또는
훼손’으로 헌혈 증서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현재 헌혈 증서 재발급 불가 사실 인지도는 23.7%로 다소 낮은 편임
¡ 종이 헌혈 증서가 전자 헌혈 증서로 대체/병행 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.9%가 긍정적으로
인식하고 있으며, 약 2/3는 전자 헌혈 증서가 헌혈 참여에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함
¡ 헌혈 증서 사용내역 및 기증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헌혈 앱 이용 의향 또한 80.7%로 높게 나타났으며,
헌혈 앱 제공이 헌혈 참여를 늘리는데 영향이 높을 것으로 인식함

[그림6] 기타 헌혈 참여 활성화 사업 반응
[Base: 전체 응답자(N=1000), Unit: %]

제3절. 헌혈 참여 확대 홍보 방안
¡ 헌혈 홍보활동 접촉률은 40.1%로 나타났으며, 주로 ‘헌혈의 집, 헌혈카페/헌혈 버스’, ‘TV’, ‘옥외광고’를
통해 홍보 활동을 접함
¡ 헌혈 홍보 시 ‘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’가 중요하고, 홍보 내용으로는 ‘헌혈한 혈액이 쓰이는
용도/사회에 미치는 영향’이 우선적으로 담겨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
¡ 헌혈 홍보 시 접촉률이 높고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매체는 ‘TV’, ‘SNS’, ‘옥외광고’이며,
‘인터넷 포널사이트 배너/커뮤니티’는 현재 접촉률은 낮지만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되는 채널임
¡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‘공익광고 캠페인’, ‘온라인 동영상’, ‘방송보도’ 등의 순으로 높았음
[그림7] 헌혈 홍보 방안
[Base: 전체 응답자(N=1000)/헌혈 홍보활동 접촉자(N=401), Unit: %]

